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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보고서

1. 요약

한국바스프(주)는 제초제내성을 나타내는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

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였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신청된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는 기 승인된 모품목 GM

면화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의 교배종으로서 각 모품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모품목 GHB811(승인 ‘19.11.20.)은 Pseudomonas fluorescens 유래 hppdPfW336-1Pa 및 Zea mays

(옥수수) 유래 2mepsps 유전자 도입으로 아이소자플루톨(isoxaflutole) 및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제초제내성을 나타낸다. LLCotton25(승인 '05.12.08., '15.08.26.)는 Streptomyces hygroscopicus

유래 bar 유전자 도입으로 글루포시네이트 제초제내성을 나타낸다. MON88701(승인 ’15.04.02.)은

S. hygroscopicus 유래 bar 유전자와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유래 dmo 유전자 도입으로

글루포시네이트 및 디캄바(dicamba) 제초제내성을 나타낸다.

후대교배종에서 모품목의 삽입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던블롯

(southern blot)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모품목의 삽입유전자의 크기와 복제수가 확인

되었다.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삽입유전자 및 인접 영역의 염기서열이 기존에

보고된 각 모품목의 삽입유전자 및 인접 영역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을 검토하였다.

각 모품목의 삽입유전자에서 유래한 발현 단백질이 후대교배종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발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 발현량 분석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식부위인 알곡(면실)에서

후대교배종 및 각 모품목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모품목의 분석치 범위에

포함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대

교배종과 비변형 대조군의 주요영양성분, 미량영양성분, 항영양소 등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후대교배종은 모품목과 비교시 동일한 단백질을 발현하고 식물의 대사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에 대해 교배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고, 이종간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섭취량, 가식부위, 가공방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추가적인 안전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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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경위

○ 한국바스프는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GM) 면화 GHB811①, 제초제 내성 GM 면화 LLCotton25②,

제초제 내성 GM 면화 MON88701③의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을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받기

위하여 2021년 10월 21일에 신청하였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 품목이 심사규정에 따라 교배 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고, 이종 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으며,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목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제출 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검토 의뢰하고,

○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3. 검토 경과

○ 기본 특성

모품목
특성 GHB811 LLCotton25 MON88701

도입
유전자

제초제
내성

hppdPfW336-1Pa
아이소자플루톨

2mepsps
글리포세이트

bar
글루포시네이트

dmo
디캄바

bar
글루포시네이트

승인일 2019.11.20. 2005.12.08.
2015.08.26. 2015.04.02.

○ 검토 경과

- 2021년 10월 21일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

- 2021년 11월 16일 ~ 23일 : 제1차 심사위원회(서면)

- 2022년 5월 17일 : 제2차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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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교배 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에 변화가 없고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으며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목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본 품목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5. 검토 품목

○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은 제초제 내성 유전자변형(GM) 면화

GHB811①, 제초제 내성 GM 면화 LLCotton25②, 제초제 내성 GM 면화 MON88701③의 교배종

으로서 기 승인된 각 모품목의 특성 및 관련 후대교배종은 다음과 같다.

① GHB811 [신청자 : 바스프]

- 특성 : 제초제(아이소자플루톨, 글리포세이트) 내성(hppdPfW336-1Pa, 2mepsps)

- 승인 : 2019.11.20.

- 관련 후대교배종 (2종)

GHB811×T304-40×GHB119×COT102(2021.11.22.)

GHB811×T304-40×GHB119×COT102×MON88701(2022.02.03.)

② LLCotton25 [신청자 : 바스프]

- 특성 : 제초제(글루포시네이트) 내성(bar)

- 승인 : 2005.12.08., 2015.08.26.

- 관련 후대교배종 (3종)

15985×LLCotton25(2006.07.03.)

GHB614×LLCotton25(2012.04.19.)

GHB614×LLCotton25x15985(2013.01.03.)

③ MON88701 [신청자 : 몬산토]

- 특성 : 제초제(글루포시네이트, 디캄바) 내성(bar, dmo)

- 승인 : 2015.04.02.

- 관련 후대교배종 (4종)

MON88701×MON88913×MON15985(2015.08.26.)

COT102×MON15985×MON88913×MON88701(2016.04.27.)

MON88701×MON88913(2016.08.26.)

GHB811×T304-40×GHB119×COT102×MON88701(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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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결과

6-1. 교배 전 각각의 GM 농축수산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가. 삽입유전자 크기와 복제수

○ 삽입체의 크기 및 복제수

모본
특성 GHB811 LLCotton25 MON88701

도입
유전자

제초제
내성

hppdPfW336-1Pa
아이소자플루톨

2mepsps
글리포세이트

bar
글루포시네이트

dmo
디캄바

bar
글루포시네이트

크기 6,815 bp 2,313 bp 4,105 bp

복제수 single copy single copy single copy

-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의 모품목인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의 삽입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보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던블롯(southern blot)

분석자료1)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삽입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삽입유전자 염기서열 및 주변 염기서열

○ 후대교배종의 서열분석 자료2~3)를 검토한 결과, 삽입유전자 및 인접 영역의 염기서열이

기존에 보고된 모품목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의 삽입유전자 및 인접 영역의

염기서열과 일치하여 후대교배종에서 모품목의 삽입유전자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독소, 알레르겐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와 상동성, 외래전사해독프레임

유무와 그 전사 및 발현 가능성(단, 염기서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서열분석 자료2~3)를 검토한 결과, 후대교배종과 모품목의 염기서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

라. 단백질 발현량

○ 2019년 미국의 3개 포장시험 장소에서 생산된 잎, 뿌리, 미성숙 봉오리(pre-candle

square), 다래(boll), 화분(pollen), 전체식물체 및 면실(fuzzy seed)에 대하여 효소면역흡착

검사법(ELISA)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량 측정 자료4)가 제출되었다. 각 시험 장소에서 재배된

GHB811×LLCotton25×MON88701와 각각의 모품목인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 제출된 단백질 발현량 자료에서 가식부위인 알곡(면실)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① HPPD W336

- 알곡에서 후대교배종 및 모품목 GHB811의 단백질 발현량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2mEPSPS

- 알곡에서 후대교배종 및 모품목 GHB811의 단백질 발현량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DMO

- 알곡에서 후대교배종 및 모품목 MON88701의 단백질 발현량 사이에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후대교배종의 분석치 범위(15.34~22.88 μg/g)는 모품목의 분석치 범위(17.65~28.89 μg/g)

보다 낮았다.

④ PAT/bar

- 알곡에서 후대교배종 및 모품목 MON88701 및 LLCotton25의 단백질 발현량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후대교배종 면화에서의 PAT/bar 발현량은 두 모품목인

LLCotton25 및 MON88701 면화에서의 PAT/bar 발현량을 합친 것으로 예상되며,

후대교배종의 분석치 범위(92.46~149.32 μg/g)는 모품목 LLCotton25의 과거 분석치 범위

(82.5–234 μg/g)내에 포함되었다.

마. 영양성분, 이차대사산물 및 항영양소

○ 후대교배종의 성분 조성을 모품목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영양성분,

이차대사산물 및 항영양소 분석자료5)가 제출되었다. 2019년 미국 8개 포장시험 장소에서

후대교배종, 비변형 대조군(non-GM) 및 참조군(non-GM으로서 상업화된 품종)을 포장시험

장소별 반복시험구 4개를 난괴법*으로 재배하여 측정되었다.

* 난괴법(randomized block design) : 모든 처리가 한 블록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블록의 시험구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시험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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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권고항목[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Cotton(2009)]에 기반하여 선정된 성분 중, 총 51개 성분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개 성분[지방산 18종(C8:0, C10:0, C12:0, C14:1, C15:0, C15:1, C17:1,

C18:3, C18:4, C20:1, C20:2, C20:3, C20:4, C20:5, C22:1, C22:5(n3), C22:5(n6), C22:6) 및

나트륨]은 분석치의 1/3 이상이 정량한계(LOQ) 미만이었으므로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① 일반성분

- 수분, 회분, 탄수화물, ADF(Acid detergent fiber) 및 총 식이섬유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지질, 조단백, NDF(Neutral detergent fiber)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허용범위

또는 문헌범위6) 이내였다.

② 아미노산

- 알라닌, 아르기닌, 아스파르트산, 시스틴, 글루탐산, 글리신,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리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프롤린,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발린 및 트립토판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허용범위 또는 문헌범위 이내였다.

③ 지방산

- 팔미트산(C16:0), 팔미톨레산(C16:1), 스테아르산(C18:0), 올레산(C18:1), 리놀레산(C18:2),

아라키드산(C20:0), 베헨산(C22:0), 리그노세르산(C24:0)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미리스트산(C14:0)과 헵타데카노산(C17:0)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허용범위

또는 문헌범위 이내였다.

④ 미량영양성분

- 철분, 마그네슘, 망간, 칼륨 및 알파 토코페롤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칼슘, 구리, 인 및 아연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허용범위 또는 문헌범위

이내였다.

⑤ 항영양소

- 유리 고시폴(Free Gossypol), 디하이드로스테르쿨린산(Dihydro-sterculic acid) 및 말발산

(Malvalic acid)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총 고시폴(Total gossypol) 및 스테르쿨산(Sterculic acid)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허용범위 또는 문헌범위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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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전자산물이 숙주의 대사경로에 미치는 영향

○ 후대교배종 GHB811×LLCotton25×MON88701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에 대해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산물이 숙주의 대사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HPPD W336

- HPPD(4-hydroxyphenlypyruvate dioxygenase) 단백질은 식물에서 여러 동화작용에

관여하고, 반응산물은 광합성 운송 사슬 및 항산화 체계에 필수적인 토코페롤 및 플라

스토퀴논의 방향성 전구체인 homogentisate이다7). HPPD 단백질은 미생물, 식물 및 동물

등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며, HPPD와 관련된 어떠한 독성이나 알레르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소자플루톨(isoxaflutole) 제초제는 HPPD 효소를 저해하고, 카로티노이드

생합성 경로를 차단하여 광합성이 불안정해지고 잎의 백화현상으로 식물체가 고사하게

된다8)~9). Pseudomonas fluorescens 유래 HPPD 단백질의 336번째 아미노산인 글리신을

트립토판으로 치환하여 아이소자플루톨 내성의 HPPD W336이 생성되었다10). 식물체

내에서 HPPD W336 단백질은 아이소자플루톨에 대한 내성을 제외하고 내재 HPPD와

유사한 대사적 효과를 나타낸다.

② 2mEPSPS

- EPSPS(5-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는 식물, 균류 및 미생물에서

방향족 아미노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shikimate 경로 중, shikimate-3-phosphate 및

phosphoenol-pyruvate(PEP)의 축합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는 EPSPS 효소를 저해함으로 shikimate 경로를 차단하여 식물체가 고사하게 된다.

2mEPSPS는 옥수수 유래 단백질에서 2개의 아미노산이 변형*된 형태로 글리포세이트와

낮은 결합력으로 글리포세이트 존재 하에서도 효소 활성을 나타내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부여한다11)~12). 식물체 내에서 2mEPSPS 단백질은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제외하고 내재 EPSPS와 유사한 대사적 효과를 나타낸다.

* 아미노산 변형 : 102번(Thr → Ile) 및 106번(Pro → Ser)

③ PAT

- PAT(phosphinothricin acetyl-transferase) 단백질은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를 불활성의

아세틸화된 유도체로 변환하여, 글루포시네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부여한다13).

PAT 단백질은 구조적으로 가장 닮은 기질 유사체인 글루탐산(숙주의 대사 작용에

중요한 아미노산)에 대해서도 친화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숙주가 함유한 고유의 성분을

기질로 하여 반응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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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MO

- DMO(Dicamba Mono-Oxygenase)는 비헴 철 산화효소(non-heme iron oxygenase)이다.

야생 DMO와 MON88701에서 발현되는 DMO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 차이*는

촉매 부위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으므로 구조, 활성 또는 기질 특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5~16). 식물 및 다른 진핵생물에서 촉매작용을 위한 디캄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염소화화합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MON88701

면화에서 발현하는 DMO 단백질이 다른 내인성 기질의 변환을 촉매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17)~18).

* 아미노산 차이 : N-말단 CTP2 서열(9개) 및 1번(Met) 뒤 Leu 도입

○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은 모품목인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을 전통적인 식물 육종방법으로 교배하여 만든 후대교배종 품목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은 모품목 단백질과 동일하다. 발현 단백질의 숙주의 대사경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후대교배종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에서 발

현되는 유전자산물은 식물의 대사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6-2. 이종간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 제출된 육종방법 자료19)를 검토한 결과,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

MON88701은 동종교배에 의해 육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6-3.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은 모품목 GHB811, LLCotton25

및 MON88701 면화를 교배, 육종한 것으로서 모품목과 비교하여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법에 차이가 없다.

6-4. 결론

○ ｢제207차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후대교배종 GM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은 교배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고, 이종간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섭취량, 가식부위, 가공방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안전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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